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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켜십시오
슈퍼차지 판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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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지 않고도 영업 팀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SaaS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기회를 더 빠르게 전환하거나 영업 주기를 민첩하게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2021년에
여러분의 팀이 Hyper.Now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고의 성과자들이 모든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메시지와 더 나은 가치 제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더 높은 전환율로 이어집니다.

전환을 하려면 평균 8회의
접촉이 필요하지만, 최고
판매 성과자들은 평균 5
회의 접촉만 필요합니다.

$

https://99firms.com/blog/sales-statistics/#gref

구매자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업 사원이
거래를 진전시키는 정보에 즉시 액세스할 수 없으면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영업사원들이 360도 전방위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Hyper.Now를 통해 영업 담당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서 클릭 횟수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Hyper.Now을 통해 영업 팀은 고객이나 잠재 고객,
조직과 고객과의 이력 그리고 그 순간에 딱 맞는
정확한 제안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업
대표들이 LinkedIn, SFDC, SalesLoft, Outreach, ZoomInfo
등 전체 영업 도구들에 대해 단일 도구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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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구매자의 58%는 첫 번째
영업 방문자와 가격 책정을
논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https://blog.hubspot.com/sales/buyers-speak-out
-how-sales-needs-to-e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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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신규 채용 영업 담당자는
평균 10주의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략 11개월
후에나 생산적으로
됩니다.
https://financesonline.com/sales-statistics/

CRM에 집계된 정보가 최신 정보가 아니면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락된 필드,
잘못된 형식 또는 오래된 연락처 데이터는
영업 팀이 최대 속도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2021년도의 구매자 여정은 비선형적입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접촉점이 캡처 되므로 Hyper.Now 는
모든 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팀에게
제공합니다. 담당자들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업무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판매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높은 업계
이직률을 결합해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교육 첫 날부터 해답과 최고의 차기 조치로 팀을
무장시켜 교육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고 업무를
가속화 하십시오.

전형적인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25%가 부정확한
데이터입니다.
https://www.internalresults.com/blog/
4-signs-your-sales-database-needs-an-update

부정확한 연락처
데이터는 영업 담당자의
시간을 연간 27.3%
낭비하게 합니다.
https://blog.zoominfo.com/sales-follow-up-statistics/

이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해답과
제안으로 팀에게 권한을 부여할 시간입니다.
www.microstrategy.com/hyperintelligence
에서 무료 평가판에 등록하십시오.

27%

